
2010년12월 135

135

Ⅰ. 서 론

최근 HDTV의 대중화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고화

질, 고해상도의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HDTV 이후의

차세대 영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세대 영상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차세대 영상기기

들의 개발 방향은 1920x1080 해상도의 Full-HD급

을 넘어서 HDTV의 4배 이상 해상도를 갖는

UHD(Ultra High Definition; 3840x2160)급의 초고

해상도 영상으로, 각 색 성분당 8비트의 색깊이(bit

depth)에서 최대 16비트의 색깊이를 갖는 초고화질

영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방향에 맞추

어최근 비디오 압축기술표준을주도하는 ISO/IEC

JTC1/SC29/WG11 MPEG 그룹과 ITU-T SG16

Q.6 VCEG 그룹은 초고해상도, 초고화질의 영상에

대한압축기술의필요성을공감하여공동으로차세

대 비디오 코덱 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표준화하고 있다. HEVC는 초고해

상도, 초고화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 비디오 코

덱 기술인 H.264/AVC 기술 표준에 비해 2배 정도

의 압축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해

상도와 색깊이, 무손실 코덱, 그리고 스케일러블 비

디오코딩등을고려하고있다. 

HEVC 비디오 코덱 표준화는 2008년 후반부터

CfE(Call for Evidence), CfP(Call for Proposal)의 단

계를 거쳐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를 진

행중이다. 표준화의진행에있어우선적으로표준화

의 필요성, 목표, 응용분야 및 고려 사항 등을 정의하

는데 이것이 HEVC 요구사항(Requirement)[1] 문

서이다. 즉, 이 문서를 통해 표준화될 기술에 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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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복잡도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분야 등을

예측및전망할수있다. 

본 고는 HEVC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재 시점에서 HEVC 비디오 코덱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기준으로차세대영상기기및차세대멀티미

디어 서비스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HEVC 비디

오 코덱이 적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와 파급효과를

조심스럽게전망하고자한다. 

Ⅱ. 본 론

1. HEVC 비디오 코덱 기술의 요구사항

HEVC 비디오 코덱은 MPEG-4 Part 2. Visual,

H.264/AVC 등 이전의 비디오 코덱 기술 표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차세

대 비디오 코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초고해상도,

요구사항 내 용

압축성능(Compression performance) •필요: 기존MPEG-4 AVC High Profile과 비교하여현격히큰비트압축효율달성

픽쳐포맷(Picture format)
•필요: QVGA에서8Kx4K까지의모든사각형(rectangular) 포맷 지원.

•필요: 임의사이즈포맷지원(레벨을통한제한).

•필요: YCbCr 4:2:0 8비트 깊이지원.

•필요: 와이드색영역(wide gamut color) 지원
색공간/샘플링

•충분: YCbCr/RGB 4:4:4, YCbCr 4:2:2 색공간/샘플링 지원
(Color spaces / sampling)

•충분: 색성분당14비트지원

•충분: 투명채널(transparency channel) 지원

프레임율(Frame rates) •필요: 0 Hz부터고정/가변프레임율을모두지원

주사방식(Scan methods) •필요: 모든프로파일과레벨에서순차주사(Progressive scan) 지원

•필요: HEVC는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기술의발전속도를고려하여사용가능한시점에구현가능

한인코더와디코더지원.

•충분: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지원
복잡도(Complexity)

•충분: 기존H.264/AVC에비해서현저히복잡도를낮추면서H.264/AVC에비해서압축효율을일부

개선한압축기술과복잡도가증가한만큼압축효율이크게개선된압축기술등과같이압축성능과

복잡도간의교환(trading-off) 지원

저지연(Low delay) •필요: 저지연동작(low latency operation) 지원

임의접근및트릭모드
•필요: 저장된비디오스트림에대한임의접근뿐만아니라멀티채널서비스의경우빠른채널스위칭지원

(Random access & Trick modes)
•충분: 일시중지(pause), 배속플레이(fast forward/fast reverse), 그리고 역방향재생(reverse play)에대

한지원. 또한, 인트라픽쳐만을가진코딩(intra-only coding) 지원

에러강인성(Error resilience)

•필요: 비디오스트림에대한분할(segmentation)과패킷화방법(packetization method)는반드시고려.

즉, 비디오계층과네트워크계층의비디오인터페이스에적절한에러강인성(error resilience) 방법이

효율적으로적용이될수있는구조개발

버퍼모델(Buffer models)
•필요: 타겟응용분야를위한가상참조디코더(hypothetical reference decoders; HRD)를 포함하는버

퍼모델명시

시스템레이어와의인터페이스
•필요: 타겟시스템과전송계층과의통합및적용이효율적인구조설계.

(Interface to system layers)

스케일러블비디오코딩 •충분: HEVC 초기단계의설계에는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그리고화질(quality) scalability가

(Scalable video coding) 가능한scalable coding tool들을 추가할수있는형태로설계

<표 1> HEVC 비디오 코덱 표준화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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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화질에대한지원과더불어현격한압축성능의

향상을 주요한 표준화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은

HEVC 기술 표준화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

으로 크게 필요조건(mandatory,  shall)과 충분조건

(option, should)으로 나눌 수 있다. 필수조건은 표준

화를진행하면서반드시만족해야하는목표를의미

하고, 충분조건은표준화하면서 지원을했으면 하는

기술또는기능을의미한다.

표 1에 기술한 것을 요약하면, HEVC 기술은 기본

적으로압축성능측면에서는기존H.264/AVC 표준

기술의 약 2배 정도 성능을, 영상 포맷은 최대 8K

UHD급 영상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YCbCr/RGB

4:4:4의색공간에최대14-bit에이르는비트깊이까

지, 그리고 순차 주사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즉, 최근의 초고해상도 및 초고화질

로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영상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하드웨어

와소프트웨어기술의발전속도를고려한사용가능

한 시점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복잡도요구사항은 다음과같이

해석할수있다. <그림1>과같이HEVC 표준화는현

재일정상2012년말또는2013년초에표준화가완

료될예정이고, 일반적으로새로운압축표준기술이

기기 및 응용분야에 적용되기까지는 1.5~2년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HEVC 비디오 코덱 기술이 본격적

으로 영상기기 및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2014~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것은 HEVC 비디오

코덱의 복잡도가 현재 최고의 복잡도와 압축 성능을

갖는H.264/AVC 비디오코덱에비해서적어도수배

이상의 복잡도로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림 1> 차세대 비디오 코덱 HEVC 표준화 및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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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높은복잡도는HEVC 코덱기술의상용화에 걸

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효율과 복잡도의 적

절한교환(trade-off)이고려될것이다.

HEVC 요구사항 문서[1]에는 HEVC가 적용될 응

용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표 2와 같이 다양한 멀

티미디어 응용분야에 주 응용분야로 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요구사항 문서의 응용분야별로 최근의

차세대영상기기또는서비스개발동향을살펴보면

서HEVC의응용에대한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2. HEVC 비디오 코덱의 응용분야들

HEVC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디지털방송, 비디

오스트리밍, 소비가전, 그리고전문분야등의응용분

응용분야

•홈시네마(Home Cinema)

•디지털시네마(Digital Cinema)

•감시시스템(Surveillance)

•방송(Broadcasting)

•화상채팅, 화상회의와같은실시간미디어통신(Realtime

communications, video chat, video conference)

•모바일스트리밍, 방송및통신(Mobile streaming,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저장장치(Storage) 

•캠코더(Camcorder)

•VOD (Video on Demand)

•인터넷스트리밍, 다운로드및재생(internet streaming,

download and play)

•3D 비디오(3D Video, tele-presence)

•콘텐츠제작및분배(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의료영상(Medical imaging)

<표 2> HEVC의 응용분야

<그림 2> HEVC 비디오 코덱의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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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로나눌수있을것이다. 디지털방송분야에있어

서는 기존 HDTV 방송이후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UHDTV나 3DTV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

디오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

급확대와더불어다양한유무선네트워크환경의대

중화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수

와사용자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N 스크린 재생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높은활용도를가질것으로보인다, 소비

가전 분야에서는 점차로 고해상도뿐만 아니라 고화

질 영상 서비스에 적응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DVD player,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 채

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디지털시네마, 의료영

상, 군용영상같은전문분야에서초고해상도및초고

화질 비디오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HEVC 기술은좋은해결책이될것이다. 

1) 디지털 방송(Broadcast) 분야

현재세계주요나라에서는비디오의경우MPEG-

2 비디오 코덱 기술에 기반을 둔 HDTV 방송이 서

비스되고 있으며 대부분 2010년대 초기에 아날로

그 방송을 종료하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

다. 방송 서비스는 많은 개발과 준비기간이 요구되

기 때문에 최근 세계 주요 나라들은 HDTV 이후의

방송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준비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 서비스들 중 대표적인 것들

이UHDTV 방송과3DTV 방송이다. 

UHDTV 방송은 가정에서 Full HDTV가 제공하

는화질보다4배에서16배이상선명한초고화질비

디오(4K(3840x2160)~8K(7680x4320) 해상도)

와 다채널(~22.2ch) 음질로 극장 급의 초고품질 서

비스를제공하여소비자의품질욕구를만족시킬수

있는 차세대 방송[2]을 목표로 한다. UHDTV는 해

상도뿐만 아니라 색 성분당 10 ~ 12bit의 높은 비트

로 색을 표현하고, color format도 4:2:2 또는 4:4:4

를 지향하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더욱 섬세하고 자

연스러운 영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디스

플레이크기에서물리적인화소의크기가더욱작아

지게됨으로써시청거리가짧아져도화소간격을인

지할수없게되며, 기존HDTV의30 시야각에서최

대 100도의 시야각으로 현장감을 최대화하는 초고

품질영상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3][4]. UHDTV

방송은 일본, 유럽, 한국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

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용 방송 서비스는

2020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UHDTV 방송을SHV(Super High Vision) 방송이라

칭하고 1995년부터 NHK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

으며, 2005년부터 국제 전시회와 매년 5월에 개최

되는 NHK Open House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지속

적으로시연하고있다[5]. 

방송분야에있어비디오코덱과관련된장비로는

UHD 콘텐츠 저장 장치, UHD 부호화/복호화 장치

등이 있는데, 저장 장치의 경우 카메라 등으로부터

획득된 최대 8K에 이르는 대용량 디지털 비디오 데

이터를 압축 없이 또는 압축하여 저장하는 장치이

고, 부호화/복호화 장치는 대용량의 UHD 비디오 신

호를효율적으로전송하기위해서압축하고또이를

복원하는장치이다. 

현재 NHK는 12Gbps급(7680x4320, YUV4:2:0,

8bit, 30fps) 8K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 및 복호화하

기 위해서 H.264/AVC 기반의 HD 비디오 부복호화

기 16개(8개 시스템으로 구성)를 병렬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H.264/AVC

INTRA 압축기술을이용하여1.6Gbps 신호로압축

하여두시간이상저장할수있는SHV compression

recorder를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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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비디오 신호인 8K 비디오 신호는 HD 신호

와 비교하여 해상도 측면에서는 Full-HD의 16배이

지만, 프레임율, 컬러포맷 및 bit depth 등을 고려할

때 기존 HD 대비 최대 96배의 데이터량이 될 수 있

다. 이 데이터를 최신 H.264/AVC 인코더로 1/100

정도(평균적인 우수 화질 제공)로 부호화할 경우

120 ~ 680Mbps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가 되기 때문

에 H.264/AVC 코덱 기술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차

세대 비디오 코덱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HEVC 비디오코덱기술은이러한요구사항에대응

할 수 있는 기술로 UHDTV 방송의 비디오 코덱 표

준 규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

림 1>과 같은 HEVC 기술의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로

드맵은2013년이후로예상되는4K 및8K UHDTV

방송 규격 표준화 로드맵[2] 상에서 HEVC를 최적

의UHDTV용비디오코덱으로선택되게할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3D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

이지고, 주로 극장에서 상영하던 3D 콘텐츠들이 다

양한 3D 제품들의 출시로 인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 중의 하나

로3DTV 방송이각광받고있다. 대표적인가전회사

인 삼성, 소니, LG, 필립스 등은 이미 3DTV 제품들

을 출시하고 있으며, LCD 패널의 가격하락과 더불

어서 계속적인 확대 보급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전

제품들의 출시는 3DTV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표준

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다양한 국제표준

<그림 3> ITU-R이 발표한 Matrix of signal formats for 3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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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구에서 3DTV와 관련된 표준안 제정을 서두르

고있다. 

<그림 3>에 보이듯이 International Telecom-

munication Union (ITU)은 ITU-R SG16에서

2015년까지 점진적인 3D 방송 표준화 계획[6]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의 ATSC 표준을 주도하는

FCC에서는 3D 방송을 위한 Planning Team (PT-

1)을 구성[7]하여 표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

며, 유럽의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에서도

2단계에 걸친 단계별 규격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표준화단체에서 3D 방송 전

반에 걸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적 계획

으로 현재 완성되어 있는 다양한 국제 표준안을 활

용한빠른3D 방송서비스를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3DTV와 관련된 국제 표준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HEVC 코덱 기술의 활

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장기적

으로는 고화질 3D 서비스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

한 서비스를 지향할 예정이며, 고화질의 3D 서비스

를위해서는현재의H.264/AVC보다압축성능이뛰

어난 HEVC로의 전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HEVC는 향

후의 3D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확장을 표준제정

초기단계에서부터고려하고있다. 

2) 비디오 스트리밍 분야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서 유무선 네트워

크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는 대중화가 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스

트리밍, IPTV 및 인터넷 VOD 서비스, 모바일기기

와의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IP 네트워크 및 3G

이동통신을 통한 화상 전화 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이에따른콘텐츠도급격히증가하는추세

이다. 현재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환경및단말기들의성능에따라서다른지만대부분

VGA(640x480)급 영상을 서비스하고 HD급 서비

스로점진적으로전향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 고화질 서비스 및 대용량 영상 데이터에

대한비용증가는사용자들의고화질서비스에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공급자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서비스전략과서로상충하는문제점을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이미 4K 영상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제작한 5개의 콘텐츠를 관람

할 수 있는 H.264/AVC 기술을 적용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Mbps 이상의 데이터

율로 인해 스트리밍 지연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또

한, IPTV의 경우 VOD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많은 콘텐츠의 확보가 IPTV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지만,

다양한콘텐츠확보에따르는추가적인저장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스트리밍 분야에서 급

속도로 증가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량, 다양한 단

말기의 성능, 그리고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HEVC와 같은 초고효율 비디

오코덱기술의활용이좋은대안이될것이다.

디지털 영상 보안(Digital surveillance)은 초기

CCTV에서 영상과 네트워크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기기의

유망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8]. DVR(digital

video recorder), NDVR(networked DVR), IP 카메

라 등의 제품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영상 보안 분야

는 디지털 비디오 코덱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

였다. 초기 DVR 제품에서는 MPEG-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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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PEG 등의 당대 비디오 코덱 표준 기술을 적용하

였고, 그 이후 MPEG-4 Visual ASP(advanced

simple profile) 코덱을, 그리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DVR과 IP 카메라 제품에서는 H.264/AVC 비디오

코덱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영상 보안 분야

는 유선을 통한 DVR 감시 관리 시스템에서 IP 기반

감시 시스템[9]으로 변화하고 있고, 영상의 해상도

도SD급에서최대Full-HD급으로올라가면서저장

장치의용량뿐만아니라네트워크대역폭등의제한

으로 인해 비디오 코덱의 압축 성능을 더욱 중시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기의 보안 감시에서부터 최

근 유비쿼터스 응용, 스마트폰에서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지등으로발전하면서점차로그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는 상태이다[8]. 지금까지 디지털

영상 보안에서 비디오 압축 기술은 항상 압축 성능

이 뛰어난 최신 코덱 기술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향

후 HEVC 기술은 상용화가 되는 2015년 정도에는

디지털 영상 보안 분야 관련 제품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정보가전 분야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전제품에서도 인터넷과 같

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 송수신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었으며, 휴대용 제품에서도 스트리밍

이나 다운로드를 통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당연시

되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정보가전 제품은 정

지영상 압축을 위하여 JPEG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위하여 MPEG-4와

H.264/AVC 등과 같은 압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예들 들어, 현재 홈 시네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미

디어 플레이어인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H.264/AVC

코덱 기술을 적용한 2D 콘텐츠와 H.264/AVC

MVC(multi-view video coding) Stereo High

Profile 기술을 적용한 3D 콘텐츠를 Full-HD

(1920x1080)로 서비스하고 있다[10]. 현재 대부분

의 정보가전 제품들은 HD까지의 해상도를 지원하

고 있지만 일부 제품 또는 시제품에서는 4Kx2K

(4096x2048) 해상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UHD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RED사에서 2009년에 NAB에서 공개한 Red-ray

player, 일본 JVC, 히타치 등에서 개발한 4K 56”

LCD 디스플레이등이있으나아직까지보급을위한

제품이라고 하기엔 어렵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정보가전제품들은기존의영상압축기술을이용하

여 최대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서 콘텐츠

제작도 4K 해상도까지를 지원하도록 제작될 전망

이다.

향후 Full HD 방송이 보편화된 후 프리미엄급 제

품에서 4K 이상 해상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HEVC의 국제표준화가 종료되는 시점과 비슷한 시

기에기존의압축기법을자연스럽게대체하는방향

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서는 4K 이상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및 정보가전의 상용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디스플레이의 경우가전제품

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청거리에서도

불편함이없는시청이가능한크기와보편적인가정

의 거실에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부피를 갖는 제품

으로개발되어야하기때문에통신이나압축을위한

기술의발달보다보급되기위한제품화기술의발달

이더시급하게요구될것이다. 

4) 전문분야

전문 분야는 디지털 시네마, 전문가용 카메라 및

편집 장비, 그리고 의료 영상 등과 같이 초고화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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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대상으로하는응용분야를의미한다. 

디지털 시네마(Digital Cinema)는 필름 혹은 디지

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화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

공처리하고 포장해서 이 디지털 파일을 공정매체

(하드디스크)나 위성, 광대역 접속망(네트워크) 등

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및 홈시어터와 이동용 단말

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급하고 관람객과 이용

자에게고화질의디지털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영

화를 의미하는데[11], 현재 1.3K(1280x1024)에서

4K(4096x2048) 해상도까지지원하면서비디오압

축 코덱으로 Wavelet, MPEG-HD, JPEG-2000 표

준기술등을채택하고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시네마에 대한 표준

화 논의가 촉발되어 디즈니, 폭스, MGM 등 7개 메

이저 영화사가 중심이 된 미국의 DCI(digital cinema

initiatives)는 2007년 4월에 비디오 코덱 규격으로

JPEG-2000 표준 기술을 채택한 디지털 시네마 시

스템 규격 표준[12]을 발표하면서 DCI 표준이 세계

디지털 시네마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 4K 해상도

까지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현재 디지털 시네마는

2K 해상도의 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차로 네

트워크및위성전송망을통한디지털시네마의보급

및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200GB 정도 되는

현재의 상영용 영화파일을 무리 없이 전송할 수 있

을만한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보안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막대한 초기

인프라 설치비용 및 보안 문제 등이 보급 확대의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2K급과 거의 유사한 화질을

가지고 있는 Full HDTV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영

화산업의 차별화를 위해서 4K급 상영 시스템으로

의전환이점차로진행되고있다.

디지털 시네마의 경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편집

에 유리하고 XYZ, RGB 등 색공간 코딩에 유리한

INTRA 코딩 위주의 JPEG-2000 이미지 압축 표준

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편집 시에는

140~270Mbps정도로 압축하고, Archiving 시에는

60~80Mbps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시네

마 릴리즈 상영 콘텐츠인 경우에는 35~45Mbps 정

도의 데이터율로 압축한다. 이것은 2K급 디지털 시

네마 120분 분량을 45Mbps(일반적인 디지털 시네

마 릴리즈 마스터의 데이터율)로 압축할 경우 약

45GB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 4K급인 경우 약

180GB가요구된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이것은네

트워크, 위성통신등을이용한디지털시네마의보급

확대뿐만아니라홈시네마등영화산업의디지털화

를 통한 응용 서비스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EVC와 같은 차세대 비디오 코덱에서

Intra-only 코딩, 시각적무손실코딩기술등을지원

하면서압축성능을대폭향상시키면현재논의중인

8K급 차세대 디지털 시네마의 영상 압축 규격으로

채택될가능성이있다. 하지만헐리웃거대영화사들

로대표되는영화산업의특수성과미국의DCI 및일

본의DCC(digital cinema consortium) 등국외디지털

시네마 표준화 기관들의 행보는 HEVC 비디오 코덱

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EVC 기술의 디지털 시네마에의 적용은 scalable

video coding 기술을포함하는HEVC 표준기술을통

해디지털시네마의네트워크화및홈시네마로의적

용이더욱효과적인접근방법일수있다.

현재 디지털 의료 영상은 2K(2048x2048)급 해상

도에색성분당12비트이상인고품질영상을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유방암 X선 검사 사진인 맴머그램

(Mammorgram)의 경우, 4K(4096x4096) 해상도에

12bits depth의초고품질영상을활용하고있으며, 좌/

우한쌍으로표현되는영상의크기는평균적으로약

64MB 정도의 데이터량을 갖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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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상 콘텐츠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저장관리되며점점콘텐츠의증가와함께관리비용

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JPEG-2000 기술

에 비해서 HEVC 기술은 많은 다양한 방향성을 갖는

INTRA 압축기법을활용하기때문에초고해상도초

고화질의의료영상에서의활용을통해비용절감효

과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방송용을위시한전문카메라및편집장비는이미

4K뿐만 아니라 8K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시제품이

출시되었다.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로 유명한 RED

One EPIC은 5K(5120x2700) 해상도까지 획득할 수

있고[13], JVC와 Cannon 등에서는 4K Camcoder 프

로토타입을공개하였다. 또한일본은NHK의주도하

에SHV 방송용으로8K 디지털카메라를이케가미와

히타치에서 개발하였다. 전문가용 카메라에 적용되

고 있는 압축을 위한 저장 장치는 기존 MPEG 또는

MJPEG 계열의기술을사용하고있으나저장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효율이 좋은

HEVC 기술의적용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된다.

Ⅱ. 결 론

HEVC 비디오 코덱 기술은 2012년 말 또는 2013

년 초에 표준화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기술은 2014년경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화질 및 초고

해상도 영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EVC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UHDTV 방송, 비디

오 스트리밍, IP 카메라를 위시한 디지털 감시 분야,

그리고 디지털 시네마 및 의료 영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압축 성능과 더불어 구현

가능한 복잡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며,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적이면서 병렬

처리구조를갖는것이향후다양한응용분야에널리

사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HEVC 요구사항 문서를 기준으로 응용분야와 차세

대 영상기기 및 서비스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HEVC의응용에대한전망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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